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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성 발수 처리 배합을 위한 활성분 
 

특징과 이점 • 단독 또는 희석하여 발수제로 사용 
• 물 흡수를 억제하는 소수성 처리 
• 5–10%의 낮은 고형분으로 안정성과 뛰어난 성능 발휘 
• 작은 분자구조로 고침투성 발수효과 제공 
• 물홉수 감소로 냉 • 해동과 풍화에 따른 쪼개짐을 방지하여 소재의 수명 
연장 

• 소재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낮은 고형분에서도 안정성과 성능을 발휘하여 높은 희석 비율 가능 
 

속성 • 수용성 실란/실록산/레진 에멀젼  
• 우윳빛 외관 
• 53% 활성분 
 

응용 분야 • 추가적인 발수처리가 필요한 벽돌, 석재, 콘크리트, 모르타르 등의 
무기재료에 적용 

• 경량콘크리트 빌딩 재료(밀도: 1041b/ft3) 에 이상적으로 적합 
 

 

일반적인 속성 

주의: 아래 수치는 제품 시방용이 아닙니다. 

 

속성 단위 결과 

Color  Milky white 

Active Solid Content percent 53.3 

pH  4.5 

Specific Gravity at 25°C (77°F)  1 

Flash Point, closed cup °C (°F) > 100 (> 212) 

Density lb/gal 8.343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Content g/L 165 

Solvent (Thinne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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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DOWSIL™ 2-1251 에멀젼은 53% 함량 실란/실록산/레진 에멀젼이다. 이것은 
물에 희석하거나 희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적당하게 배합된 제품은 소재에 침투하여 소재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발수성을 나타낸다. 처리된 소재는 소수성을 나타내며 본래의 외관을 
유지한다. 유효성 분인 실란, 실록산과 레진은 소재의 기공에 침투된다. 
에멀젼이 깨진 후에, 유효성분은 수분과 반응하여 hydroxy group을 만들고 
이것이 소재와 결합하여 물을 억제하는 소수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에멀젼 
상태로 있을 때는 계면활성제가 반응성분자를 물로부터 보호하여, 뛰어난 
에멀젼 안정성을 부여한다. 
 

사용방법 희석 
DOWSIL 2-1251 에멀젼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희석에는 이온교환수가 권장된다. 포장 내에서 곰팡이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방균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6.6%와 13.2%를 사용한 
실험 성능 데이터인 Table 1과 수정 ASTM E-514로 테스트한 실험 결과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성능은 실제 적용된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최적의 
유효농도는 자체 선택된 소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적용방법 
적용 방법은 스프레이, 롤러, 브러쉬로 할 수 있다. 브러쉬로 적용할 때는 
수분동안 표면이 축축함이 유지될 때까지 재도장하여야 한다. 스프레이인 
경우는, 소재가 완전히 포화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수직 방향으로 적용 
시에는 제품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6–8 inch의 rundown이 
수행되어야 한다. 
 
각 표면에 상용성과 원하는 발수 정도를 얻기 위해 시험 적용이 필요하다. 
표면은 고정 수분, 표면 오물, 먼지, 기름 외에 다른 오염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식물이나 나무는 발수 처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처리되지 않은 유리나 
다른 물질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수제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용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스프레이인 경우, 과스프레이나 근처의 다른 
소재(창문 등)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절이 필요하다. 
 
배합 후 포장 
드럼이나 말 포장 시, 통기성 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갤런 포장용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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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formance of DOWSIL 2-1251 Water Repellent Emulsion on Various Substrates 
 

 % Water Exclusion vs. Control after 24-hour Immersion1 

Substrate/ % Active Solids ASTM C 6422 ASTM C 673 

Alkaline Substrates   

Mortar Cubes 
     6.6% active solids 
     13.2% active solids 

 
91.5 
92.7 

 

Permcon Cement Brick 
     6.6% active solids 
     13.2% active solids 

  
80.2 
68.2 

Neutral Substrates   

Belden Belcrest 350 Brick 
     6.6% active solids 
     13.2% active solids 

  
92.6 
79.5 

 
1. Calculation is based on weight gain of control  
2. ASTM C 642 used 2-in x 2-in mortar cubes. 
3. ASTM C 67 modified to use 1-in x 2-in x 3.5-in section of a brick and a 2-in x 2-in x 3.5-in concrete cube. In addition, 3 

samples were used instead of 5. 
 
Table 2:  
Performance of DOWSIL 2-1251 Water Repellent Emulsion Modified ASTM E 51411 
 

 % Reduction in Leak Rate2 

Lightweight Concrete Block  

6.6% active solids DOWSIL 2-1251 Water Repellent Emulsion 93.7 

7.0% active solids Competitive Product A 57.4 

7.0% active solids Competitive Product B 48.2 

20% active solids Competitive Product B 64.9 

 
1. Modified ASTM E 514 - 3 blocks were mounted to a chamber and sprayed with water under 2 inches of water pressure 

for 4 hours. 
2. Percent reduction in leak rate - treated blocks compared with untreated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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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 주의사항 DOWSIL 2-1251 발수 에멀젼은 경화 시 수소 가스를 방출한다. 똑바로 세워 
통기성 저장 용기에 보관한다. 
 
물질이 산, 염기, 아민이나 중금속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했을 때는 수소 
방출 속도가 증가된다. 수소 방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들 오염물질의 존재 
하에서는 보관하지 않는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스파크나 화기 
근처에는 보관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아야 한다. 사용 중에는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며, 스파크나 화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한다. 항상 보호용 
안경과 장갑을 착용한다.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다.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는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취급 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안전 
보건 데이터시트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십시오. 안전 데이터시트는 다우 
웹사이트(ko.consumer.dow.com)나 영업 및 연구소, 대리점 또는 다우의 고객 
서비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DOWSIL 2-1251 발수 에멀젼의 유통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다. 
“유효일자”는 제품 포장을 참조하라. 
 
열이나 노출된 화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얼지 않도록 보관한다. 0°C 
(32°F) 이상 25°C (77°F) 이하에서 원래의 밀폐용기에서 보관한다. 
 

포장 

 

DOWSIL 2-1251 발수 에멀젼은 190 kg (419.1 lb) 용기 (순중량)로 공급된다. 
 

제한사항 이 제품은 의학용이나 제약용으로는 테스트되지 않았다. 정압을 받고 있는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C (40°F) 이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선적 제한사항 

 

DOT 분류: 제한되지 않음 
 

환경 및 건강 관련 정보 제품 안전을 위해 다우은는 제품 스튜어드십 기관 및 제품 안전 및 규정 
준수협회의 일원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ko.consumer.dow.com)를 방문하시거나, 다우 
담당자에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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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onsumer.dow.com 품질 보증 – 필독 요망 

이 제품설명서 상의 정보는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 제품의 사용 조건과 방법은 다우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며, 당사 제품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고객이 의도한 최종사용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확인, 테스트하기 위해 본 설명서가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고객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시된 사용 방법에는 어떠한 특허도 침해 하고자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다우의 품질 보증은 제품 출하 시에 다우의 품질 규격을 만족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 

보증 위배 사항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유일한 보상은 구매 금액의 환불 또는 품질 보증 내용 에 위배된 

제품의 교체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다우은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다우은 특히 어떤 특별한 용도나 상품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우은는 우발적 사고나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